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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도로변 녹지공간에 대한 정원으로서의 대안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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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etropolitan city where space for garden is extremely scarce, interest in the use of unused space is increasing 
to secure space for gardens near living areas.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street unused 
space as a garden. 

In the study, the four street gardens where reflecting recent garden trends were selected, then planted plants were 
investigated. Planting combinatio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four visual elements of plants, such as color, 
form, texture, and height. In the study sites, it was found that herbaceous plants were planted in the highest proportion, 
and most of woody plants were short shrubs. In addition, as reflecting the natural planting style that represents the 
recent garden trends, a complex planting combination was used, such as making mass planting by mixing grass, and 
emphasizing planting using various flower types.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color has changed from the style that 
mainly used green and add the strong color as a point, to the style that create a calm atmosphere using white, purple, 
or light pink. The planting combination type has changed from the using of woody plants to herbaceous plants, and 
a planting combination using grass with a fine texture has emerged. This shows the changing of trend form a planting 
combination that only considered color to a more complex planting combination that considers both color, shape and 
texture.

Key Words: Street Garden, Street Garden Design, Street Garden Status, Planting Combination, Urban Garden

국문초록

녹지를 위한 공간이 극히 부족한 대도시에서 생활권 내 정원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공간의

활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유휴공간 중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접할 수 있는 가로공간의 정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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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인구밀도 515명/km2의 고밀도 국가로 수도권에

전 인구의 49.6% 이상이 밀집해 있으나(통계청, 2019), 대다수

공원녹지는 도시 외곽에 편중되어 있어 생활권의 녹지공간은

크게 부족한 편이다(이덕안, 2005).

정원을 위한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이러한 대도시의 현실

속에서 산림청 그린뉴딜 사업 등에서는 생활밀착형 정원에 대

한 대안으로 유휴공간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유휴공간은 크게 차도와 보도 같은 가로공간과 옥상이나 건

물 사이 공간인 건축공간, 강변 둔치와 같은 수변공간으로 나

눌 수 있다(백나영, 2003). 이 중 가로공간은 공간과 공간을 잇

는 역할을 하며, 도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히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가로공간에

는 차도와 보도 외에도 교통섬, 고가도로 하부 등 다양한 유휴

공간이 존재한다.

가로공간 중 현재 녹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로수는 교

목이 점적으로 식재된 단조로운 식재형태로 정원이라는 인식

보다는 단순히 녹지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단순

교목 식재에서 교목과 관목의 혼식, 지피식물의 사용 등으로

가로공간은 변화를 보이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가로환경 개선

을 위해 점 형태의 식재에서 가로수 하부에 일정 폭의 선형 녹

지인 띠녹지가 조성되고 있고(한봉호 등, 2013), 초본류 중심의

식재형태도 나타나고 있어 정원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보여

주기 시작하고 있다.

정원에서의 식재조합은 목본식물 위주로 조성되던 방식에서

다양한 초본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손관화,

2012), 이는 자연적인 식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재

를 통한 자연스러운 스타일 연출을 추구하고자 하는 최근 경향

을 나타낸다(윤상준, 2009). 또한, 그래스류와 초본류를 이용하

여 자연스러운 식재를 연출하는 정원 스타일에 관한 관심도 높

아지고 있다(박은영, 2015).

하지만 가로공간은 녹지공간으로서의 접근이나 환경개선 목

적, 수종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정원으로서 접근한 연구의

경우에도 가로정원이 심리적 회복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권현숙 등, 2017), 여전히 정원으로서의

접근은 미비한 편이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정원의 추세와 이

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가로공간의 식재형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로공간의 식물의 시각적 요소를 고려한 식재조합

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트랜드를 반영한 초본류를 중심

으로 조성된 도로변 녹지공간의 식재조합을 분석하여, 도로변

유휴공간이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닌 미적 가치를 가진 정원으

로 인식되는 방법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유휴공간인

도로변 인접 공간에 조성된 정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앙

분리대와고가다리하부와같이보행자의접근이어려운공간은

제외하였고, 접근이수월한가로수와교통섬을 대상으로하였다.

최근 도로변 정원 식재조합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지 선

정에 있어 고려했던 점은 도심 속 도로변에 인접해 있으며 접

근이 쉬운 곳, 조성된 지 5년 미만인 곳, 초본류 중심으로 식물

활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단순 목본류 위주의 기존 가로수와 차별되는 정원 트랜드를 반영한 초본류

중심으로 조성된 도로변 녹지공간 4개소를 대상으로 식재식물을 조사하였고, 식물이 가지는 시각적 요소인 색, 형태, 
질감, 높이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식재조합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의 식재식물은 초본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목본류의 경우 대다수가 키가 작은 관목 위주로

식재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정원 경향을 나타내는 자연적인 식재 스타일을 반영하듯 그래스류를 혼식하여

풍성한 부피식재를 하고, 수직형, 구형 등 다양한 꽃 형태를 가진 초화류를 이용하여 강조식재를 하는 등 복합적인

식재조합을 만들어 주었다. 색상의 사용은 과거 초록색 위주에 강렬한 원색을 포인트로 사용하던 스타일에서 흰색이나

보라색, 연한 분홍색 등을 이용한 차분한 분위기에 주황색, 노란색 등을 이용하여 활기를 더하는 식재조합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본류 중심에서 꽃의 형태가 다양한 초본류 위주의 식재형태로 변화하였고, 
고운 질감을 가진 그래스류를 사용한 풍성한 식재조합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색상 중심이었던 식재조합에

서 형태와 질감을 더해 더 복합적인 식재조합으로 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가로정원, 도로변 정원, 도심 정원, 정원디자인, 식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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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수가 다양한 곳이다.

최종적으로 가로수와 교통섬에 조성된 대상지 4개소를 선정

하였고, 2020년 7월, 8월, 9월 3차례에걸쳐대상지 조사를 진행

하였다. 조사를 통해 식재식물, 식재형태및식재조합을 분석하

였으며, 대상지의 과거 형태는 지도 앱의 거리뷰를 통해 2010

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표 1).

성내로 가로정원은 서울시 강동구 강동구청앞가로수에 조성

된정원이다. 과거교목이일렬로식재되어있던형태에서띠녹지

를조성한뒤하부에회양목과사철나무를식재하여교목과관목

을혼식하는형태로변경되었다. 이후기존식재를모두제거하고,

초본과 관목 중심의 새로운 식재공간을 조성하였다(그림 1).

학동로 가로정원은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청 앞 가로변에 조

성된 정원이다. 과거 교목 사이사이에 추가로 이동이 가능한

작은 화분을배치하는 형태에서철제화분 여러 개를 같이배치

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과거 원형의 플라스틱 소재 화분이

점의 역할을 한 데 비하여 현재 철제화분은 선적인 역할을 하

고 있고, 화분이 높이가 높아져서 보행자의 시선에서 더 눈에

잘 띄는 형태로 바뀌었다. 식재식물은 과거 눈길을 끌 수 있는

화려한 색을 주로 선택하였고, 계절에 따라 식물을 교체해주어

지속적인 식재가 아닌 계절에 일시적인 색감을 주기 위한 식재

위주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2).

강동구청삼거리 교통섬정원은 서울시 강동구 강동구청삼거

리 교통섬에 조성된 정원이다. 과거 교통섬의 확장공사를 통해

면적이 지금과 같이 커지게 되면서 유휴공간이 늘어나게 되면

서, 초기에는 별다른 식재 구역이 없이 공간이 유지되다가 철

제 화분이 설치되고, 지피성 초본류와 작물 등 다양한 식재가

시도되었다. 현재는 교관목과 초본류가 혼식된 풍성한 식재가

조성되어 있다(그림 3).

경복궁역사거리 교통섬정원은 서울시 종로구 경복궁역에 교

통섬에 화단형태로 조성된 정원이다. 과거 기존에없던 교통섬

이 조성되고, 한동안 유휴공간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작은

플라스틱화분이 일부배치되는 형태로 유지되었다. 현재는삼

각형 형태와 직선 형태의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초본류가 식재

되어 있다(그림 4).

유형 정원명 위치 조성연도
식재형태

화단 화분

가로수
성내로�가로정원 강동구 2018 ○ 　

학동로�가로정원 강남구 2018 　 ○　

교통섬
강동구청삼거리�교통섬정원 강동구 2015 　 ○

경복궁역사거리�교통섬정원 종로구 2020 ○ 　

표 1. 연구대상지 현황

a.� 강동구청삼거리�교통섬정원�

2014년

b.�강동구청삼거리�교통섬정원�

2020년

그림 3. 강동구청삼거리 교통섬정원 현황

a.� 경복궁역사거리�교통섬정원�

2014년

b.�경복궁역사거리�교통섬정원�

2020년

그림 4. 경복궁역사거리 교통섬정원 현황

a.�성내로�가로정원�

2017년

b.�성내로�가로정원�

2020년

그림 1. 성내로 가로정원 현황

a.�학동로�가로정원�

2016년

b.�학동로�가로정원�

2020년

그림 2. 학동로 가로정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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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식재식물 조사 및 분석
각 정원에 식재된 전체 수종을 조사한 뒤 식물유형에 따라

분류, 특징 및 그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정원에 식재된 수종을

조사하여 국가표준식물목록(http://www.nature.go.kr)과 한국

정원식물 A-Z(송기훈 등, 2018), RHS Plant Finder (https://

www.rhs.org.uk), Missouri Botanical Garden Plant Finder(https://

www.missouribotanicalgarden.org)에서 식물명을 확인하였고,

국가표준식물목록(국립수목원, 2017)과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

(국립수목원, 2016)을 기준으로 자생식물, 재배식물을 나누어

구분하였다. 식물유형은 첫 번째로 상록성과 낙엽성으로 구분

하였고, 두 번째로 목본식물과 초본식물로 나눈뒤, 목본식물은

교관목과 덩굴식물로 구분하였다. 초본식물은 기존 단순히 일

년초, 이년초, 다년초로 구분되는 방식으로는 식재조합의 디자

인적 분석을 위한 한계가 있어 좀 더 세분화된 방식으로 분류

될 필요가 있다(손관화, 2012).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이 사용

되는 숙근류와 그래스류를 혼식한 식재조합 디자인 분석을 위

해 다년초, 일년초, 이년초 그리고 그래스류(벼과, 사초과, 골풀

과)를 따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2) 식재형태 분석
연구대상지는 도로와 보도 사이의 가로지역과 도로로 둘러

쌓인 교통섬지역에 위치해 있고, 식재형태는 화단형태와 화분

형태 2종류로 나뉜다. 가로정원과 교통섬정원에는 각각 화단정

원 1개소, 화분정원 1개소씩조성되어 있어 이러한 식재형태에

따른 식재식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3) 식재조합 분석
식재 식물의 식재조합 분석을 통해 정원의 디자인및 전체적

인분위기를파악하고자하였다. 식재조합은식물이가지는시각

적 요소인 색(Color), 형태(Form), 질감(Texture), 높이(Height)

총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1) 색
식물의 색은 형태나 질감 등 다른 요소들보다 먼저 눈에 띄

는 요소로 전체정원의 분위기를결정짓는다(박은영, 2010). 정

원을 구성하는 색은 전체의배경이 되는 주조색과 분위기를결

정하고 활력을 더해주는 강조색, 그리고 보조해 주는 색으로

구분된다(태성원, 2011). 전체의배경이 되는 색인 녹색과 대비

되는 색인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등의 난색은 경쾌하고 생동

감 있는느낌을 주고 시선을끄는힘이 강한 주목성특징을 가

지고 있으며, 실제보다 크고 가깝게느껴지는 진출색이기도 하

다.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등의 한색은 실제보다 작고멀어 보

이는후퇴색이며, 조용하고 차분한느낌을 주어 휴식과 이완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적합한 색이다(Thomas, 2008).

이러한 색의 온도감을 이용한 식재조합에는 비슷한 계열의

색을 이용한 조화색상 식재조합과 보색을 이용한 대비색상 식

재조합이 있다. 보색을 적절히 활용하면본래의 색을 더 선명하

게 보이게 하여 색상의 차이가 강조되고, 보다 생동감 넘치고

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Thomas, 2008). 강렬한 대비

가 부담스럽다면 저채도 식물을 이용하여 보색이지만 부드러

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노민영, 2014).

본 연구에서는 식재조합 분석을 위해 초본류가 가진 색 중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화색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색(흰

색, 분홍색,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

색)을 기준으로(손관화, 2012) 사용도가 낮은 은색을 제외한

총 8가지 색을 기준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다시채도에 따라 연

한 색과 중간색, 진한 색으로 나누었다.

(2) 형태
형태에 따라 식물이 정원에서 가지는 역학을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주는 구조적 식물, 강조역할을 하는 초점식물, 정원의

양식을결정하고 계절적흥미를 제공하는 중간식물, 낮게 바닥

을 덮으며 공간을 채우는 지피식물로 나눌 수 있다(손관화,

2012).

눈에 띄는 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초점식물에는 수직형,

구형, 반구형의 꽃이 있고, 부드러운 형태를 가지고 있어 강한

형태의 식물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완화식물에는 구름형

과 우산형, 투시형 꽃이 있다. 그리고 부피감이 있어 공간을채

워주는 역할을 하는 부피식물에는 작은 꽃들이모여 피는 형태

인 국화형이나 포복형의 식물이 있다(Thomas, 2008).

본 연구에서는 식물이 가지는 역할을 구조적식물, 초점식물,

완화식물, 부피식물로 나누어 식물 전체 또는 꽃 형태에 따라

식물을 분류하였다. 목본식물의 경우, 꽃의 형태가 눈에 띄어

식재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식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물 전

체 형태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질감
식재조합에서 질감의 의미는 식물 소재가 갖는 특유의 재질

적표정을말하며, 촉각적 의미뿐만 아니라, 공간에서의 시각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박은영과 박영롱, 2011).

식물의 시각적 질감은 보통 잎의 크기나 모양, 거치나 광택

의 유무여부 등에 따라결정된다(Thomas, 2008). 거친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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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식물은 큰 잎이나 거치가 있는 식물로 멀리서도 눈에 잘

띄어 초점식재로 활용되며, 작거나 가는잎, 하늘하늘한잎으로

된 고운 질감의 식물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며, 풍성하게 만

들어 준다(임춘화, 2017).

대비되는 질감을 조화롭게 사용하면 깊이감이 있는 식재연

출이 가능하며, 중간 질감을 가진 식물을 거친질감과 고운 질

감 사이에 식재하면대비되는 질감을 서로 연결시키며 강한 대

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Thomas, 2008).

본 연구에서는 식재조합 분석을 위해 식물 소재의 질감을 거

친질감(coarse texture), 중간 질감(medium texture), 고운 질

감(fine texture) 총 3가지로 분류하였다.

(4) 높이
식재조합에서 식물의 크기는 전체 정원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키가큰교목의 비율이 높아지면위요감이 있는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낮은 초본류를 중심으로 식재하면탁

트인 초원 느낌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임춘화, 2017).

식물의 높이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초본류를 중심으로 한 식재조합 분석을 목적으로 하므

로 손관화(2012)가 제시한 초본류 초장 기준을 바탕으로 무릎

아래 높이로 땅에 낮게 깔리는 지피형태인 Small(0.3m 미만),

허리까지 높이인 Medium(0.3∼0.8m), 눈높이까지 자라는

Tall(0.8∼1.5m), 그리고 추가로 목본류의 높이를 나타내기 위

한 Very Tall(1.5m 이상)을 포함하여 총 4가지로 분류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도로변 정원의 초본류 종류 및 특성

1) 식재식물 분석
성내로 가로정원은 기존에 있던 교목을 제거하고 초본류 중

심으로 정원을 조성한 형태로 26과 44속 54종의 식물이 초본류

(72.222%), 목본류(27.778%)의 비율로 식재되어 있다.

학동로 가로정원은 초본류와 목본류를 혼식하여 정원을 조

성한 형태로 26과 44속 52종의 식물이 초본류(63.462%), 목본

류(36.538%)의 비율로 식재되어 있다.

강동구청삼거리교통섬정원은초본류와목본류를혼식하여정

원을 조성한 형태로 23과 48속 67종의 식물이 초본류(67.164%),

목본류(32.836%)의 비율로 식재되어 있다.

경복궁역사거리 교통섬정원은 초본류와 목본류를 혼식하

여 정원을 조성한 형태로 15과 25속 31종의 식물이 초본류

(74.194%), 목본류(25.806%)의 비율로 식재되어 있다.

식재식물 분석 결과, 기존 목본류 중심의 가로공간과 달리

연구대상지인 가로정원 4개소는 초본류가 60∼70% 비율로 목

본류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식재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목본류는 사철나무(Euonymus japonicus), 눈향나무(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황금측백나무(Platycladus orientalis
‘Aurea Nana') 등사계절푸르름을제공하는목적의상록성식물

이 28.125%로 식재되어 있고, 나무수국(Hydrangea paniculata),
조팝나무(Spiraea spp),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등 계

절감을 더해주는 낙엽성 식물이 71.875%로 식재된 것으로 조

사되었다. 또한, 모든대상지에서 그래스류를 사용한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최근 질감을 중시하는 식재조합 추세를 반영한 것

으로 파악된다. 그래스류의 경우 다수의 종이 사용되지는 않았

으나, 반복 식재함으로써전체식재에서 높은 비중으로 식재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체 식물 중 자생식물 비율은 8.824%, 재배식물은 91.176%

로자생식물보다는주로품종이많이쓰이는것으로조사되었다

(표 2).

2. 도로변 정원의 식재형태

식재형태에 따른 식재식물 유형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

으며, 비슷한 비율로 식재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대다수 정원에

비슷한 종류의 식물이 식재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다만 화분

에 조성된학동로 가로정원의 경우 일부 일년초가 식재된 것으

정원명

식물�종 식물�유형

총 자생 재배 상록 낙엽
목본 초본

교관목 덩굴 다년초 일년초 그래스

성내로�가로정원 54 6 48 13 41 15 0 37 0 2

학동로�가로정원 52 3 49 15 37 19 0 24 3 6

강동구청삼거리�교통섬정원 67 7 60 12 55 19 3 37 0 8

경복궁역사거리�교통섬정원 31 2 29 9 22 7 1 16 0 7

표 2. 연구대상지 식재식물 분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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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 이곳은 계절감을 더할 수 있는 식물로 일년초를 주기

적으로 보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단으로 조성된 정원의 경우, 과거 교관목 중심에서 초본류

중심의 식재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면적, 선적

인 요소로 작용하여 시각적으로 식물이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정원의 역할을 하기에 적합했다. 다만 사람이 쉽게 들어

갈 수 있는 지면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 가장자리의 식물이

훼손될 수 있고 면적이 큰 경우 안쪽의 식물까지 유지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발견되었다.

화분의 경우, 과거 단순히 화려한 일년초 식물을 주기적으로

보식하는 식재에서 다년초 중심의 식재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형태 또한 하나의 점적 요소가 아닌 여러 화분

을 결합하여 면적인 형태가 주로 쓰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화분 식재는 식재 구역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키가 작

은 초본류를 식재하더라도 보행자의 시야에 쉽게 들어오며, 초

기 조성 및 유지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규모가

작거나 화분 간 간격이 먼 경우 하나의 정원으로 인식되기 다

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도로변 정원의 식재조합

1) 색 분석
꽃의 색은 흰색이 27.9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분홍색

26.257%, 보라색 17.318%, 노란색 12.849%, 초록색 5.028%, 파

란색 3.911%, 주황색 3.911%, 빨간색 2.793% 순으로 사용되었

다. 난색의 사용이 45.81%로 가장 높았으며, 무채색과 한색이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채도가 높은 색상보다는 연한 분홍색, 연한 보라색, 연한 초

록색 등과 같은 낮은 채도의 식물이나 무채색의 식물이 주로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강렬한느낌보다는 차분한느낌의 식재조

합을 구성하였으며, 초점식재로 눈에 띄는 색을 가진 우바리아

니포피아(Kniphofia uvaria), 꽃백합 ‘바리톤’(Lilium ‘Bariton')

등이 사용되었다(그림 5a).

2) 형태 분석
식물의 형태는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부피식물이

48.529%로가장높았으며, 초점식물 34.804%, 완화식물 12.745%,

구조적 식물 3.922%의 비율로 나타났다.

부피식물 중에 수크령(Pennisetum alopecuroides), 참억새

(Miscanthus sinensis) 등과 같이완화와 부피의 두 가지 역할을

가진 식물과 은쑥(Artemisia schmidtiana), 비비추(Hosta) 등과

같이잎의 형태는 부피식물이나 꽃의 형태는초점역할을 하는 식

물들도 조사되었다. 초점식물은 리아트리스 스피카타(Liatris
spicata)나 우바리아니포피아(Kniphofia uvaria)와 같은 수직형태

를가진식물이나실유카(Yucca filamentosa) 같은잎의형태가두

드러진 식물, 로키향나무 ’블루에로우’(Juniperus scopulorum 'Blue
Arrow') 같은 수형이 강조되는 식물 등이 조사되었다(그림 5b).

3) 질감 분석
식물의 질감은 중간질감의 식물이 48.039%, 고운 질감이

40.68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거친 질감을 가진 식물은

11.275%로 다소 적게 사용되었다(그림 5c).

4) 높이 분석
목본류의 경우 기존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제외하고는 주

로 2∼4m 내외로 키가 작거나 지피성 목본 위주로 식재되어

있었다. 초본류는 0.3m 이하의 지피성 식물이나 0.3∼0.8m 미

만의 허리 아래 높이 식물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목본류와 그

래스류를 혼식하여 높이감을 더해주는 식재조합을 하였다.

5) 종합
과거 초록색 위주의 식재에 진한 분홍색, 빨간색 등 강렬한

색으로 일시적인 색감을 더해주는 식재조합과 달리 최근 조성

된 가로정원은 초록색배경에 흰색이나 보라색, 연한 분홍색을

a.�색을�이용한�식재조합 b.�형태를�이용한�식재조합 c.�질감을�이용한�식재조합�

그림 5. 도심 속 도로변 정원의 식재조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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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주황색, 노란색 등을

초점식재로 이용하여 식재조합에 활기를 더해주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 도로변 정원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요소는

다양한 형태와 질감의 식물을 사용한 점이다. 목본류 중심에서

꽃의 형태가 다양한 초본류를 더하고, 다양한 질감의 그래스류

를 사용한 풍성한 식재조합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단

순히 색상 중심이었던 식재조합에서 형태와 질감을 더해 더 복

합적인 식재조합으로 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도심 속 생활권 내 정원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도

로변 유휴공간의 정원으로써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로 진행되

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조성된 도로변 정원의 경우 과거 점적 식재형태에서 선

적, 면적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초본류의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식재 위치와 식재형태는 가로수

와 교통섬, 화단과 화분 각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에 따른 식

재식물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재조합은 과거 초록색 위주의 식재에 강렬한 원색을 가진

꽃을 일시적으로 추가하는 형태에서 파스텔톤이나 무채색의

부드러운 색감을 사용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식물의 형태

로는 공간을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부피식물이 가장 많이쓰였

으며, 수직형의 초점식물로 강조를 하는 식재조합형태가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고운 질감을 가진 그래스류의

사용량이늘어난것은 색상 중심의 식재조합이아닌 색과 형태,

질감을 같이 고려한 복합적이고 풍성한 식재조합에 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현재조성된초본류중심의도로변정원은조성초기에

는 정돈된 모습을 보였으나, 관리의 한계로 이후 현장조사에서

일부 정원에서 몇몇 종의 식물이 우점하고 있거나 무성하게 자

라고 있는 등 관리가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다.

차후에는 초본류를 중심으로 한 도로변 정원에서 관리에 대한

고려와저관리형식재조합에관한연구진행이필요하다고본다.

References

1. 국립수목원(2016)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 서울: 종합기획 숨은길.
2. 국립수목원(2017) 국가표준식물목록. 서울: 삼성애드컴.
3. 권현숙, 함연경, 김혜령, 윤희연(2017) 도심 가로정원의 심리적 회복효

과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5(1): 35-51.
4. 노민영(2014) 국제정원박람회전시콘텐츠별색채이미지연관성에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박은영(2010) 영국화이트가든(White Garden)의초화류설계기법 -20C

초반작정된 시싱허스트, 배링턴코트를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4): 144-153.

6. 박은영(2010) 영국정원에서의 색상중심의 재식설계방법 -먼스태드 우
드, 시싱허스트, 그레이트딕스터, 히드콧매너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
경학회지 28(1): 102-113.

7. 박은영(2015) 그라스류의 현대 활용추세 관점에서 본 피에트우돌프의
정원 디자인 특징.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3(3): 66-71.

8. 박은영, 박영롱(2011) 2010년 첼시 플라워 쇼의 휴식 정원에 사용된 초
화륭의 질감 특성. 인간식물환경학회지 14(1): 51-57.

9. 백나영(2003) 도시공간의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남대문시장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손관화(2012) 정원 디자인을 위한 초화류 선정체크리스트 제시. 인간
식물환경학회지 15(1): 47-60.

11. 송기훈, 권용진, 김종근, 원창오, 이정관(2018) 한국정원식물 A-Z. 경
기도: 디자인포스트.

12. 윤상준(2009) 영국첼시플라워쇼에 나타난정원디자인의 경향 연구:
2001년∼2009년을 중심으로. 환경논총 48: 99-117.

13. 이덕안(2005) 녹색 도시를 위한 새로운 공간자원, 담과벽. 한국경제지
리학회지 8(3): 465-482.

14. 임춘화(2017) 정원 설계에 있어 식재디자인에 대한 작가별 특성 비교
연구: 윌리엄로빈슨, 거트루드 지킬, 피에트 오돌프를 중심으로. 한양
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태성원(2011) 피에트 우돌프의작품분석을통한식재디자인방법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7∼2047.
17. 한봉호, 곽정인, 김홍순(2013) 가로녹지 조성및관리를 위한 가로환경

영향요인 분석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7(2): 253-265.
18. Thomas, H. (2008) The Complete Planting Design Course. London:
Octopus.

19. http://www.nature.go.kr
20. https://www.missouribotanicalgarden.org
21. https://www.rhs.org.uk

Received

Revised

Accepted

2인익명�심사필

:

:

:

27�November,�2020

� 9�December,�2020

� 9�December,�2020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6 no. 3

276�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6권 제3호(2020년 12월)� �

정원명 국명 학명 타입 색 형태 질감1 계절2 높이3

성내로

가로정원

톱풀 Achillea� alpina� L. 초본 흰색 완화 F SU-AU M

두메부추 Allium� senescens� L. 초본 보라색 초점 M SU-AU S

서양매발톱� spp. Aquilegia� spp. 초본 보라색 강조 M SU M

노루오줌 Astilbe� rubra� Hook.� f.� &� Thomson 초본 연한분홍색 완화 M SU M

매자나무� ‘레드로켓’
Berberis�thunbergii�f.�atropurpurea� ‘Red�

Rocket’
목본 노란색 초점 F SP VT

사계국화 Brachyscome� angustifolia 초본 분홍색 부피 F AU S

보디니에작살나무 Callicarpa� bodinieri� H.� Lev. 목본 연한분홍색 부피 M SU VT

일일초 Catharanthus� roseus� (L.)� G.� Don 초본 흰색/분홍색 부피 M SU S

코레우리� ‘하디골드’ Coreopsis� ‘Hardy� Gold’� 초본 연한노란색 부피 F SU-AU M

쿠페아�히소피폴리아 Cuphea� hyssopifolia� Kunth 목본 분홍색 부피 M SU-AU M

지면패랭이꽃 Dianthus� deltoides� L. 초본 분홍색 부피 F SP-SU S

상록잔디패랭이 Dianthus� hybr.� ‘Evergreen� Emerald’ 초본 진한분홍색 부피 F SP,AU S

상록패랭이� ‘카호리’ Dianthus� ‘Kahori’ 초본 연한분홍색 부피 F SP-SU S

에키나시아 Echinacea� purpurea� (L.)� Moench 초본 분홍색 초점 M SU T

에리카�카르네아 Erica� carnea 목본 흰색 지피 F AU-SP S

화살나무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목본 연한초록색 구조적 M SP VT

금테줄사철나무
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Aureo-Marginata’
목본 연한초록색 구조적 F SP VT

유포르비아�카라시아스 Euphorbia� characias 목본 연한초록색 초점 M SP-SU T

마르티니대극�

‘애스콧�레인보우’
Euphorbia� x�martinii� ‘Ascot� Rainbow’ 초본 연한초록색 완화 M SP M

큰꽃가침박달

‘더�브라이드’
Exochorda� x� macrantha� ‘The� Bride’ 목본 흰색 완화 M SP VT

가든버베나
Glandularia�×�hybrida� (Hort.� ex�Groenl.�

&� Rümpler)� G.� L.� Nesom� &� Pruski
초본 진한분홍색 완화 M SU-AU S

왕원추리
Hemerocallis� fulva� f.� kwanso� (Regel)�

Kitam.
초본 주황색 초점 M SU M

비비추� ‘이니스우드’ Hosta� ‘Inniswood’ 초본 흰색 초점/부피 C SU S

비비추� spp.� 2 Hosta� spp. 초본 연한보라색 초점/부피 C SU S

비비추� spp.� 3 Hosta� spp. 초본 연한보라색 초점/부피 C SU S

비비추� spp.� 4 Hosta� spp. 초본 흰색 초점/부피 C SU S

수국� ‘매직컬문라이트‘
Hydrangea� paniculata� ‘Magical�

Moonlight’
목본 흰색 초점 C SU VT

수국 Hydrangea�macrophylla� (Thunb.)� Ser. 목본 분홍색 초점 M SU VT

나무수국� ‘라임라이트’ Hydrangea� paniculata� 'Limelight' 목본 흰색 초점 M SU-AU VT

큰꿩의비름� ‘오텀�조이’ Sedum� spectabile� ‘Autumn� Joy’ 초본 연한분홍색 완화 M SU-AU M

히페리쿰�안드로새뭄 Hypericum� androsaemum� L. 목본 노란색 부피 M SU T

이소토마�악실라리스 Isotoma� axillaris� Lindl. 초본 연한보라색 부피 F SU-AU S

백묘국 Jacobaea�maritima�(L.)�Pelser�&�Meijden 초본 노란색 부피 F SU-AU S

부록 1. 도심 속 도로변 정원 식재식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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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명 국명 학명 타입 색 형태 질감1 계절2 높이3

성내로

가로정원

눈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A.�

Henry
목본 - 지피 F - M

라벤더 Lavandula� angustifolia�Mill. 초본 보라색 완화 F SP-SU M

리아트리스�스피카타 Liatris� spicata� (L.)�Willd. 초본 연한보라색 초점 F SU T

리아트리스�스피카타� ‘알바’ Liatris� spicata� ‘Alba’ 초본 흰색 초점 F SU T

꽃백합� ‘바리톤’ Lilium� ‘Bariton’ 초본 주황색 초점 M SU T

꽃백합� ‘브린디시’ Lilium� ‘Brindisi’ 초본 분홍색 초점 M SU T

꽃백합� ‘나보나’ Lilium� ‘Navona’ 초본 흰색 초점 M SU T

맥문동 Liriope�platyphylla�F.�T.�Wang�&�T.�Tang 초본 연한보라색 초점 F SU S

참억새� ‘리틀�지브러’ Miscanthus� sinensis� ‘Little� Zebra’ 그래스 - 완화/부피 F AU L

참억새� ‘바리에가투스’ Miscanthus� sinensis� ‘Variegatus’ 그래스 - 완화/부피 F AU L

오스테오스페르뭄�에클로니스 Osteospermum� ecklonis� (DC.)� Norl. 초본 분홍색 부피 M SP-SU M

적작약 Paeonia� lactiflora� Pall. 초본 진한분홍색 부피 C SP-SU M

제라늄 Pelargonium� inquinans� Aiton 초본 흰색 완화 M SP-AU S

페로브스키아�

아트리플리키폴리아�

‘리틀�스파이어’

Perovskia� atriplicifolia� ‘Little� Spire’ 초본 연한파란색 완화 F SU-AU M

고광나무� ‘스노우벨’ Philadelphus� ‘Snowbelle’ 목본 흰색 완화 M SP-SU T

꽃범의꼬리 Physostegia� virginiana� (L.)� Benth. 초본 연한분홍색 초점 M SU T

살비아�네모로사� ‘블라휘겔’� Salvia� ×� sylvestris� ‘Blauhugel’� BLUE�HILL 초본 파란색 초점 M SU-AU M

청세이지 Salvia� farinacea� Benth 초본 파란색 초점 M SU-AU M

겹비누풀 Saponaria� officinalis� ‘Alba� Plena’ 초본 흰색 초점 M SU M

조팝나무� ‘매직카펫’ Spiraea� japonica� ‘Magic� carpet’ 목본 분홍색 완화 M SP VT

냉초 Veronicastrum� sibiricum� (L.)� Pennell� � 초본 연한보라색 강조 M SU L

학동로

가로정원

좁은잎�안젤로니아 Angelonia� angustifolia� Benth 초본
분홍색/

보라색/흰색
강조 M SP-AU M

산호수 Ardisia� pusilla� A.� DC 목본 흰색 부피 M SP S

은쑥 Artemisia� schmidtiana�Maxim 초본 노란색 초점/부피 F SU-AU S

우선국 Aster� novibelgii� L. 초본 보라색 부피 F SU-AU M

비덴스� ‘골든�엠파이어’ Bidens� ferulifolia� ‘Golden� Empire’ 초본 노란색 부피 F SU-AU S

부들레야� ‘핑크�딜라이트’ Buddleja� ‘Pink� Delight’� 목본 분홍색 초점 M SU-AU VT

오시멘시사초� ‘에버골드’ Carex� oshimensis� ‘Evergold’ 그래스 - 완화/부피 F SP S

일일초 Catharanthus� roseus� (L.)� G.� Don 초본 흰색/분홍색 부피 M SU-AU S

낚시귀리
Chasmanthium�latifolium�(Michx.)�H.�O.�

Yates
그래스 - 완화/부피 F SU M

양골담초 Cytisus� scoparius� (L.)� Link. 목본 노란색 강조 F SP T

에키나시아 Echinacea� purpurea� (L.)� Moench 초본 분홍색 초점 M SU-AU T

에리카�카르네아 Erica� carnea 목본 흰색 부피 F AU-SP S

사철나무� ‘메디오픽투스’ Euonymus� japonicus� 'Mediopicus' 목본 연한초록색 구조적 M SU VT

부록 1. 계속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6 no. 3

278�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6권 제3호(2020년 12월)� �

정원명 국명 학명 타입 색 형태 질감1 계절2 높이3

학동로

가로정원

사철나무�‘오바투스�아우레우스’ Euonymus� japonicus� ‘Ovatus� Aureus’ 목본 연한초록색 구조적 M SU VT

사철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목본 연한초록색 구조적 M SU VT

김의털� spp.2 Festuca� spp. 그래스 - 완화/부피 F SU M

파라솔버베나 Glandularia� tenera� (Spreng.)� Cabrera 초본 진한분홍색 완화/부피 M SU-AU S

천일홍 Gomphrena� globosa� L. 초본 보라색 부피 M SU-AU S

털휴케라� ‘팰리스�퍼플’ Heuchera� villosa� ‘Palace� Purple’ 초본 연한분홍색 완화 C SP-SU S

비비추� ‘골든�티아라’ Hosta� ‘Golden� Tiara’ 초본 보라색 초점/부피 C SU S

핑크애너벨
Hydrangea� arborescens� ‘Invincibelle�

Spirit’
목본 연한분홍색 초점 M SU T

꿩의비름� spp. Hylotelephium� spp. 초본 연한분홍색 완화 M SU-AU M

고산향나무� ‘블루�스위드’ Juniperus� squamata� ‘Blue� Swede’ 목본 - 부피 F - M

고산향나무� ‘블루�스타’ Juniperus� squamata� ‘Blue� Star’ 목본 - 부피 F - S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목본 진한분홍색 초점 M SU-AU VT

프렌치라벤더 Lavandula� stoechas� L. 초본 연한보라색 완화 F SP-SU M

백합� spp. Lilium� spp. 초본 -　 초점 M SP-SU T

회양괴불나무� ‘모스그린’ Lonicera� pileata� ‘Moss� Green’ 목본 흰색 부피 F SP-SU M

참억새� ‘리틀�지브러’ Miscanthus� sinensis� ‘Little� Zebra’ 그래스 - 완화/부피 F AU L

참억새� ‘모닝라이트’ Miscanthus� sinensis� ‘Morning� Light’ 그래스 - 완화/부피 F AU L

남천 Nandina� domestica� Thunb 목본 흰색 구조적 M SU VT

니포나테뭄�니포니쿰 Nipponanthemum� nipponicum 초본 흰색 부피 M SU M

황금달맞이꽃 Oenothera� fruticosa 초본 노란색 부피 M SP-SU M

수크령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그래스 - 완화/부피 F SU-AU M

펜스테몬�디기탈리스 Penstemon� digitalis� Nutt.� ex� Sims 초본 흰색 초점 M SU L

펜타스�란체올라타 Pentas� lanceolata 초본 빨간색/흰색 완화 M SP-SU M

플록스� ‘데이비드’ Phlox� paniculata� ‘David’ 초본 흰색 초점 M SU-AU T

앨버트글라우카가문비나무�

‘코니카’
Picea� glauca� var.� albertiana� ‘Conica’ 목본 - 초점 F - VT

황금측백나무 Platycladus� orientalis� ‘Aurea� Nana’ 목본 - 초점 F - T

청세이지 Salvia� farinacea� Benth 초본 파란색 초점 M SP-AU M

살비아�네모로사� ‘로즈마블’ Salvia� nemorosa� ‘Rose�Marvel’ 초본 분홍색 초점 M SP-AU M

애기기린초� ‘금강’ Sedum�middendorffianum� ‘Gumkang’ 초본 노란색 완화/부피 M SU S

일본조팝나무� ‘골드�마운드’ Spiraea� japonica� ‘Gold�Mound’ 목본 연한분홍색 완화 M SP T

서양측백나무� ‘스마라그드’ Thuja� occidentalis� ‘Smaragd’ 목본 - 초점 F - VT

타임 Thymus� vulgaris� L. 목본 연한분홍색 부피 F SP-SU S

토레니아�포우르니에리 Torenia� fournieri� E.� Fourn. 초본 보라색 부피 M SU-AU S

꼬리풀� ‘핑크’ Veronica� ‘Pink� Panther’ 초본 연한분홍색 강조 M SU M

꼬리풀� spp.� 1 Veronica� spp. 초본 연한보라색 강조 M SU M

꽃꼬리풀� ‘화이트�졸란다’ Veronica� ‘White� jolanda’ 초본 흰색 강조 M SU M

실유카 Yucca� filamentosa� L. 목본 흰색 초점 C SU T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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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명 국명 학명 타입 색 형태 질감1 계절2 높이3

학동로

가로정원

좁은잎백일홍 Zinnia� angustifolia 초본
흰색/

연한노란색
부피 M SU S

백일홍 Zinnia� elegans� Jacq. 초본

빨간색/

진한분홍색/

주황색/

노란색/연한

노란색/흰색

부피 M SU-AU M

강동구청

사거리

교통섬

정원

알리움� spp.� 1 Allium� spp. 초본 보라색 초점 F SU-AU M

아르메리아�마리티마�‘스플렌덴스’ Armeria�maritima� ‘Splendens’ 초본 진한분홍색 초점 F SP S

은쑥 Artemisia� schmidtiana�Maxim. 초본 노란색 초점/부피 F SU-AU S

새� spp. Arundinella� spp. 그래스 - 완화/부피 F SU-AU T

청화쑥부쟁이 Aster� ageratoides� ‘Ezo�Murasaki’ 초본 보라색 부피 M AU M

우선국 Aster� novibelgii� L. 초본 보라색 부피 F SU-AU M

매자나무� ‘레드로켓’
Berberis�thunbergii�f.�atropurpurea� ‘Red�

Rocket’
목본 노란색 초점 M SP VT

모로위사초� ‘바리에가타’ Carex�morrowii� ‘Variegata’ 그래스 - 완화/부피 F SP-SU M

필룰리페라사초� ‘티니스�

프린세스’
Carex� pilulifera� ‘Tinney`s� Princess’ 그래스 - 완화/부피 F SP-SU S

왕노랑줄무늬대사초 Carex� siderosticha� ‘Variegata’ 그래스 - 완화/부피 F SP-SU S

낚시귀리
Chasmanthium�latifolium�(Michx.)�H.�O.�

Yates
그래스 - 완화/부피 F SU M

흰말채나무 Cornus� alba� L. 목본 흰색 구조적 M SP-SU VT

홍자단 Cotoneaster� horizontalis� Decne. 목본 연한분홍색 부피 F SP-SU M

상록잔디패랭이 Dianthus� hybr.� ‘Evergreen� Emerald’ 초본 진한분홍색 부피 F SP,AU S

에키나시아 Echinacea� purpurea� (L.)� Moench 초본 분홍색 초점 M SU-AU T

에리카�카르네아 Erica� carnea 목본 흰색 부피 F AU-SP S

좀사철나무�‘에메랄드�엔�골드’ Euonymus� fortunei� ‘Emerald� ‘N’� Gold’ 목본 연한초록색 구조적 F SU T

진주가침박달 Exochorda� racemosa 목본 흰색 완화 M SP T

블루페스큐 Festuca� glauca� Vill. 그래스 - 완화/부피 F SP S

왕김의털 Festuca� rubra� L. 그래스 - 완화/부피 F SU-AU M

김의털� spp. Festuca� spp. 그래스 - 완화/부피 F SU-AU M

가우라� ‘베이비�퍼플’ Gaura� lindheimeri� ‘Baby� Purple’ 초본 분홍색 완화 F SP-AU M

가우라 Gaura� lindheimeri� Engelm.� &� A.� Gray 초본 흰색 완화 F SU-AU T

원추리� ‘크리스마스’ Hemerocallis� hybr.� ‘Christmas� Is’ 초본 빨간색 초점 M SU M

원추리� spp.� 2 Hemerocallis� spp. 초본 노란색 초점 M SU M

빌로사�휴케라�

‘카니발폴페스티벌’
Heuchera�×�villosa� ‘Carnival�Fall�Festival’ 초본 흰색 완화/부피 C SP-SU S

비비추� ‘체리베리’ Hosta� ‘Cherry� Berry’ 초본 연한보라색 초점/부피 C SU S

비비추� ‘크리스마스�트리’ Hosta� ‘Christmas� Tree’ 초본 연한보라색 초점/부피 C SU S

비비추� ‘파이어앤드아이스’ Hosta� ‘Fire� and� Ice’ 초본 연한보라색 초점/부피 C SU S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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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명 국명 학명 타입 색 형태 질감1 계절2 높이3

강동구청

사거리

교통섬

정원

비비추� spp.� 7 Hosta� spp. 초본 연한보라색 초점/부피 C SU S

나무수국� ‘라임라이트’ Hydrangea� paniculata� ‘Limelight’ 목본 흰색 초점 M SU-AU VT

큰꿩의비름� spp. Hylotelephium� spp. 초본 연한분홍색 완화 M SU-AU M

독일붓꽃 Iris� x� germanica� L. 초본 보라색 초점 C SP M

뚝향나무� ‘블루�칩’ Juniperus� horizontalis� ‘Blue� Chip’ 목본 - 부피 F - S

고산향나무� ‘블루�스위드’ Juniperus� squamata� ‘Blue� Swede’ 목본 - 부피 F - M

우바리아니포피아 Kniphofia� uvaria� (L.)� Oken 초본 주황색 초점 C SU L

리아트리스�스피카타 Liatris� spicata� (L.)�Willd. 초본 연한보라색 초점 F SU T

리아트리스�스피카타� ‘알바’ Liatris� spicata� ‘Alba’ 초본 흰색 초점 F SU T

꽃백합� ‘바리톤’ Lilium� ‘Bariton’ 초본 주황색 초점 M SU T

꽃백합� ‘지론드’ Lilium� ‘Gironde’ 초본 노란색 초점 M SU L

꽃백합� ‘나보나’ Lilium� ‘Navona’ 초본 흰색 초점 M SU T

인동덩굴� spp. Lonicera� japonica� spp. 덩굴 흰색 부피 M SU -

회양괴불나무� ‘모스그린’ Lonicera� pileata� ‘Moss� Green’ 목본 흰색 부피 F SP-SU M

뿔남천 Mahonia� aquifolium 목본 노란색 초점 C SP VT

모나르다� ‘케임브리지�스칼릿’ Monarda� ‘Cambridge� Scarlet’ 초본 빨간색 초점 M SU-AU M

돌단풍 Mukdenia� rossii� (Oliv.)� Koidz. 초본 흰색 완화/부피 C SP S

미국담쟁이덩굴 Parthenocissus�quinquefolia� (L.)� Planch. 덩굴 - 부피 M SU -

미국담쟁이덩굴� ‘몬함’ Parthenocissus� quinquefolia� ‘Monham’ 덩굴 - 부피 M SU -

펜스테몬�디기탈리스 Penstemon� digitalis� Nutt.� ex� Sims 초본 흰색 초점 M SU L

페로브스키아�

아트리플리키폴리아� ‘리틀�

스파이어’

Perovskia� atriplicifolia� ‘Little� Spire’ 초본 연한파란색 완화 F SU-AU M

꽃잔디 Phlox� subulata� L. 초본 분홍색/흰색 부피 F SP-AU S

살비아�네모로사� ‘블라휘겔’� Salvia� x� sylvestris� ‘Blauhugel’� BLUE�HILL 초본 파란색 초점 M SU-AU M

겹비누풀 Saponaria� officinalis� ‘Alba� Plena’ 초본 흰색 초점 M SU M

삭시프라가�아렌드시� spp. Saxifraga� x� arendsii� spp. 초본 흰색 부피 F SP-SU S

애기기린초� ‘금강’ Sedum�middendorffianum� ‘Gumkang’ 초본 노란색 완화/부피 M SU S

애기기린초 Sedum�middendorffianum�Maxim. 초본 노란색 완화/부피 M SU S

땅채송화 Sedum� oryzifolium�Makino 초본 노란색 부피 F SP-SU S

참쉬땅나무� ‘셈’ Sorbaria� sorbifolia� ‘Sem’� � 목본 흰색 완화 M SU T

일본조팝나무� ‘골드�마운드’ Spiraea� japonica� ‘Gold�Mound’ 목본 연한분홍색 완화 M SU T

조팝나무� spp. Spiraea� spp. 목본 흰색 초점 M SP VT

화관조팝나무� ‘그레프쉐임’ Spiraea� x� cinerea� ‘Grefsheim’ 목본 흰색 완화 M SP T

스타키스�오피키날리스 Stachys� officinalis� (L.)� Trecvis. 초본 보라색 초점 M SP-SU M

플라붐꿩의다리 Thalictrum� flavum� subsp.� glaucum 초본 노란색 완화 F SU-AU L

서양측백나무� ‘타이니�팀’ Thuja� occidentalis� ‘Tiny� Tim’ 목본 - 부피 F - S

타임 Thymus� vulgaris� L. 목본 연한분홍색 부피 F SP-SU S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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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명 국명 학명 타입 색 형태 질감1 계절2 높이3

강동구청

사거리

교통섬

정원

병꽃나무� ‘엘베라’ Weigela� florida� ‘Elvera’ 목본 분홍색 부피 M SP-SU M

실유카 Yucca� filamentosa� L. 목본 흰색 초점 C SU T

경복궁역

사거리�

교통섬�

정원

청화쑥부쟁이 Aster� ageratoides� ‘Ezo�Murasaki’ 초본 보라색 부피 M AU M

비덴스� ‘골든�엠파이어’ Bidens� ferulifolia� ‘Golden� Empire’ 초본 노란색 부피 F SU-AU S

바늘새풀� ‘오버댐’ Calamagrostis� x� acutiflora� ‘Overdam’ 그래스 - 완화/부피 F SU-WI M

오시멘시사초� ‘에버골드’ Carex� oshimensis� ‘Evergold’ 그래스 - 완화/부피 F SP S

금계국� ‘크렘�브뤨레’ Coreopsis� ‘Creme� Brulee’ 초본 연한노란색 부피 F SU-AU S

상록패랭이� ‘카호리’ Dianthus� ‘Kahori’ 초본 진한분홍색 부피 F SP-SU S

에키나시아 Echinacea� purpurea� (L.)� Moench 초본 분홍색 초점 M SU-AU T

빌로사�휴케라�‘카니발폴페스티벌’ Heuchera�×�villosa� ‘Carnival�Fall�Festival’ 초본 흰색 완화/부피 C SP-SU S

나무수국� ‘라임라이트’ Hydrangea� paniculata� ‘Limelight’ 목본 연한초록색 초점 M SU-AU VT

꿩의비름� spp. Hylotelephium� spp. 초본 연한분홍색 완화 M SU-AU M

붓꽃� spp. Iris� spp. 초본 보라색 초점 C SP-SU M

좀눈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var. 목본 - 부피 F - M

뚝향나무� ‘블루�매트’ Juniperus� horizontalis� ‘Blue�Mat’ 목본 - 부피 F - S

로키향나무� ‘블루에로우’ Juniperus� scopulorum� ‘Blue� Arrow’ 목본 - 초점 F - VT

우바리아니포피아 Kniphofia� uvaria� (L.)� Oken 초본 주황색 초점 C SU L

리아트리스�스피카타 Liatris� spicata� (L.)�Willd. 초본 연한보라색 초점 F SU T

꽃백합� ‘바리톤’ Lilium� ‘Bariton’ 초본 주황색 초점 M SU T

꽃백합� ‘나보나’ Lilium� ‘Navona’ 초본 흰색 초점 M SU T

맥문동 Liriope�platyphylla�F.�T.�Wang�&�T.�Tang 초본 연한보라색 초점/부피 F SP-SU S

참억새� ‘리틀�지브러’ Miscanthus� sinensis� ‘Little� Zebra’ 그래스 - 완화/부피 F AU L

참억새� ‘바리에가투스’ Miscanthus� sinensis� ‘Variegatus’ 그래스 - 완화/부피 F AU L

털수염풀 Nassella� tenuissima 그래스 - 완화/부피 F SP-SU M

수크령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그래스 - 완화/부피 F SU M

수크령� ‘리틀버니’ Pennisetum�alopercuroides� ‘Little�Bunny’ 그래스 - 완화/부피 F SU-AU M

플록스� ‘프란츠�슈베르트’ Phlox� paniculata� ‘Franz� Schubert’ 초본 연한분홍색 초점 M SU-AU M

플록스�파니쿨라타� spp. Phlox� paniculata� spp. 초본 진한분홍색 초점 M SP-SU M

장미� spp. Rosa� hybrida� spp. 목본 빨간색 부피 M SP-SU M

청세이지 Salvia� farinacea� Benth. 초본 파란색 초점 M SP-AU M

일본조팝나무� ‘골드�마운드’ Spiraea� japonica� ‘Gold�Mound’ 목본 연한분홍색 완화 M SU T

마삭줄� ‘하츠유키’ Trachelospermum� asiaticum� ‘Hatsuyuki’ 덩굴 흰색 부피 M SP-SU -

실유카� ‘브라이트�에지’ Yucca� filamentosa� ‘Bright� Edge’ 목본 흰색 초점 C SU M

1� 질감:　F,� 고운질감;�M,�중간질감;� C,� 거친질감.
2� 계절:� SP,� 봄;� SU,�여름;� AU,� 가을;�WI,� 겨울.
3� 높이:� S,� 0.3m�이하;�M,� 0.3∼0.8m;� T,� 0.8~1.5m;� VT,� 1.5m�이상.

부록 1. 계속


